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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시 에 돌입함에 따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해졌고 그 에서 독서는 아직

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여가 방법  하나이다. 그에 따라 수많은 문학도서가 출 되고 있으며 다양해

지고 있는 장르 에서 소설의 출 량은 다른 타 장르에 비해 가히 압도 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자에게 합한 소설을 추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개인 성향과 

업 필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개인 성향에 합한 소설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스마트 시 에 돌입함에 따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많은 방법들 에서도 부터 

시작해서 지 까지 독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

고 있는 방법  하나이다. 그에 따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류의 도서가 출 되고 있으며, 문학도서의 분야와 장르, 

종류가 날로 다양해지고 양도 방 해 지고 있다. 그 에

서도 소설의 출 량은 다른 문학도서 장르들에 비해서 기

존에 존재하는 도서의 양뿐만 아니라 신간도서의 양※  

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2013년과 2014년

문학도서 장를별 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3-2014년 문학도서 장르별 신간도서 황

   사용자가 다양한 소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해 아마존 (www.amazon.com) 혹은 yes24(www.yes24.

com) 와 같은 인터넷 매 사이트에서 도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소설 분야만을 집 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재의 추천 시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 

NRF-2014R1A1A4A01007190) 

스템들이 사용자들의 기호에 부합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개인 성향에 가장 합한 소

설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들이 회원가입 시 입력

한 개인 성향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개인화 요인에 

가 치를 부여한 것을 바탕으로 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사용자들 사이에 유사성을 별해서 사용자의 성향에 

합한 소설을 추천한다. 

2. 소설 추천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 구 하게 될 소설 추천 시스템의 시나리

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추천 시스템 시나리오

   (그림 2)의 추천 시스템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먼  로그램을 사용하기 해서 사용자로부터 회원가입 

시 개인화 요인으로 사용하게 될 생년월일, 성별, 직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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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국내/국외 소설 그리고 선호하는 장르를 입력받는

다. (2) 입력받은 개인화 요인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장을 

하고 (3) 업필터링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유사한 다른 사

용자 리스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합한 소설을 추천하게 된다.

   업 필터링이란,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심 표 을 바

탕으로 선호도, 심도가 비슷한 사용자들을 식별해 내는 

방법으로 과거에 이용한 콘텐츠가 비슷하다면 사용자 간

에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하고 그 근거를 토

로 이루어진다[2]. 

   한 업 필터링을 사용하기에 (4) 데이터가 부족하다

면 (5) 사용자에게 입력 받은 개인화 요인에 가 치를 부

여한 다음 (6) 사용자들 사이에 유사성을 별하여 추천 

받을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 2명을 추출하고 (7) 그

것을 토 로 사용자에게 소설을 추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가 치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요소인 생

년월일, 성별, 직업, 국내/국외 소설, 선호 장르를 분류 하

는데 생년월일은 10살 단 로 하여 연령 로 분류하

다. 그리고 직업을 나  분류는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토

로 하여 분류 항목을 기 으로 분류하 다. 분류 결과

는 (표 1)과 같다[3]. 

(표 1) 직업, 장르, 연령 의 분류

   의 그림과 같이 분류한 요소를 사용자에게 정보를 

입력 받은 후 그 정보를 기반으로 소설을 추천해 주는 

차를 갖는다.

3. 소설 추천 시스템의 구

   본 논문에서 구 한 소설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회원가입을 필수로 한다. 개인화 요인으

로 사용될 생년월일, 성별, 직업, 국내/국외 소설을 필수

으로 입력받아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회원가입의 

양식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회원 가입 양식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 리 테이블에 장되고, 회

원 리 테이블은 선호 장르, 국내/국외 소설, 직업, 성별, 

생년월일, ID 순으로 장된다. 한 사용자의 정보와 함

께 추천된 소설도 데이터베이스에 장이 된다. 회원 리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4)와 같다. 각 회원들이 추천한 소

설 추천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림 5) 사용자에 따른 소설 추천 데이터베이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회원가입 할 때 입력한 개인

화 요인을 각각 연령 (15%), 성별(10%), 직업(25%), 국

내/국외 소설(10%), 선호 장르(40%)로 가 치를 부여하

다. 이를 통해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들 찾는다. 찾은 사용

자들을 Top-N 리스트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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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에 한 Top-N List

Top-N List를 정렬하여 추천받을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 2명의 소설을 추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2명의 소설 추천 리스트

  사용자와 가장 유사한 2명의 소설 추천 리스트를 보면 

5권의 소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5권을 소설을 추천 할 수

도 있고, 소설의 추천 개수를 인다면 논문에서 가 치를 

많이 주었던 선호 장르를 우선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그

림 8)과 같이 소설 2개를 추천할 수 있다. 한 (그림 8)

에서 나온 추천된 소설을 바로 구매하고 싶거나, 소설에 

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해 각 e-book을 구매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소

설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하 다.

(그림 8) 추천 결과

4. 결론

   본 논문은 수많은 소설 에서 사용자의 성향에 부합

하는 한 소설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 으로 추천하기 

해 개인화 요인과 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추천 로그

램을 구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는 소설을 다양하게 추천하기 앞서 소

설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추천의 지표

가 되는 개인화 요인의 수를 변화시켜 추천하거나 개인화 

요인의 수를 추가한 다음 소설을 추천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 보다 한층 더 발 된 방법으로 사용자의 성향

에 부합하는 소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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